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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부속서부속서부속서[ 11][ 11][ 11][ 11]

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wood pellet)(wood pellet)(wood pellet)(wood pellet)

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1.1.1.1.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호 제( 11429 )「 」 조 제 항 및 시행령20 1

에서 지정된 목재제품 중 바이오연료인 목재펠릿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

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목재펠릿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정의정의정의2.2.2.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2.12.12.12.1 원통 형상으로 보통 의 길이와 최대 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5 mm ~ 40 mm 25 mm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작된 고체바이오연료

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2.22.22.22.2 운송 등에 유용한 지수로 일정 용기의 부피에 적재할 수 있는 목재펠릿 무게를 나타

낸 값

함수율 습량함수율 습량함수율 습량함수율 습량2.3 ( )2.3 ( )2.3 ( )2.3 ( ) 목재펠릿 수령 시 목재펠릿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무게를 습량 기준의 백분율

회분회분회분회분2.42.42.42.4 특정한 조건 하에서 목재펠릿 연소 후에 남는 잔류 무기물 양의 건량기준 백분율

2.2.2.2.5555 미세분미세분미세분미세분 목재펠릿의 제조 후 출하 시 상품에 포함된 입자크기 미만의3.15 mm 부스러기 무게의 습량

기준 백분율

2.2.2.2.6666 내구성내구성내구성내구성 목재펠릿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제기준에서 제안하는 텀블링시험 후에 발생한 부스

러기 무게의 습량 기준 백분율

2.2.2.2.7777 순순순순발열량발열량발열량발열량 일정압력에서 측정된 목재펠릿의 총발열량에서 연소가스 중의 수증기가 갖는 응축잠열

및 현열을 제외하고 산정된 발열량

2.2.2.2.8888 기타첨가물기타첨가물기타첨가물기타첨가물 목재펠릿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목재펠릿

제조 시 의도적으로 첨가한 물질

회분융점회분융점회분융점회분융점2.92.92.92.9 측정을 위한 회분시료의 윗부분이 용융되어 무딘 형태로 변형하기 시작하는 온도

(deformation temperature, DT)

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 보일러2.10 ·2.10 ·2.10 ·2.10 · 다음 사항 중 보일러의 용량에 관계없이 개 이상이 해1

당되는 보일러

자동 연소조절 장치와 연소가스 세정 장비가 없는 경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비 전문가가 없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의 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경우- [ 11 2]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2.112.112.112.11 물품 제조 가공 수리를 위한 열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일러, ,

3.3.3.3. 목재펠릿의 종류목재펠릿의 종류목재펠릿의 종류목재펠릿의 종류 목재펠릿은 사용환경과 규모에 따라 주거용 또는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과 산업

용 목재펠릿으로 분류한다.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3.13.13.13.1 ∙∙∙∙ 주거용 소규모 상업용 공용 건물에 설치된 목재펠릿 보일러에, ,

적용하기 위한 목재펠릿

산업용 목재펠릿산업용 목재펠릿산업용 목재펠릿산업용 목재펠릿3.23.23.23.2 산업용 에너지공급을 위한 보일러에 적용하기 위한 목재펠릿

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4.4.4.4.

4.14.14.14.1 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목재펠릿 사용원료사용원료사용원료사용원료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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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을 포함한다, . 다음에 제시된 가공된 목재들은 목재펠릿

제조에 이용할 수 없다.

4.1.14.1.14.1.14.1.1 방부처리 목재

4.1.24.1.24.1.24.1.2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

4.1.34.1.34.1.34.1.3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4.1.44.1.44.1.44.1.4 상기 원료들이 혼합된 목재펠릿 원료

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4.24.24.24.2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가 오염되지 않은 목재 원료와 혼합된 경

우 혼합량에 관계없이 목재펠릿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혼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

라 목재펠릿 원료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목재펠릿의 적용범위목재펠릿의 적용범위목재펠릿의 적용범위목재펠릿의 적용범위4.34.34.34.3 다음 사항 중 보일러의 용량에 관계없이 개 이상이 해당되는 보일러에서는1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을 적용한다.∙

자동 연소조절 장치와 연도가스 세정 장비가 없는 경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비 보일러 전문가가 없는 경우-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의 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경우- [ 11 2]

4.4.4.4.4444 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과 산업용 목재펠릿의 품질규격은 용도에 따라 표 과< 1>

표 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 .

표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의 품질규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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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등급등급등급

물성물성물성물성
단위단위단위단위 A1A1A1A1 A2A2A2A2 BBBB

직경(D),

및 길이(L)
mm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함수율 수령 시 습식w-%, 10≤ 10≤ 10≤

회분 건조w-%, 0.7≤ 1.2≤ 2.0≤

내구성 수령 시 w-% 97.5≥ 97.5≥ 97.5≥

미세입자 수령 시 w-% 1.0≤ 1.0≤ 1.0≤

첨가제
수령 시 w-%

(종류 및 첨가량 명시)
2≤ 2≤ 2≤

순발열량 수령 시 MJ/kg 16.5≥ 16.5≥ 16.5≥

겉보기밀도 수령 시 /㎏ ㎥ 600≥ 600≥ 600≥

질소(N) 건조w-% 0.3≤ 0.5≤ 0.7≤

황(S) 건조w-% 0.04≤ 0.05≤ 0.05≤

염소(Cl) 건조w-% 0.02≤ 0.02≤ 0.03≤

비소(As) 건조mg/kg 1≤ 1≤ 1≤

카드뮴(Cd) 건조mg/kg 0.5≤ 0.5≤ 0.5≤

크로뮴(Cr) 건조mg/kg 10≤ 10≤ 10≤

구리(Cu) 건조mg/kg 10≤ 10≤ 10≤

납(Pb) 건조mg/kg 10≤ 10≤ 10≤

수은(Hg) 건조mg/kg 0.1≤ 0.1≤ 0.1≤

니켈(Ni) 건조mg/kg 10≤ 10≤ 10≤

아연(Zn) 건조mg/kg 100≤ 100≤ 100≤

회분융점

권장사항( )
°C 명시 명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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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용 목재펠릿의 품질규격< 2>

등급등급등급등급

물성물성물성물성
단위단위단위단위 I1I1I1I1 I2I2I2I2 I3I3I3I3

직경 및(D),
길이(L)

mm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D10, 10 ± 1
3.15 < L 40≤

D06, 6 ± 1

3.15 < L 40≤

D08, 8 ± 1
3.15 < L 40≤

D10, 10 ± 1
3.15 < L 40≤

D12, 12 ± 1
3.15 < L 40≤

수분 수령 시 습식w-%, 10≤ 10≤ 10≤

회분 건조w-%, 1.5≤ 3.0≤ 5.0≤

내구성 수령 시 w-% 97.5≥ 96.5≥ 95.0≥

미세입자 수령 시 w-% 4.0≤ 5.0≤ 6.0≤

첨가제
수령 시 w-%

(종류 및첨가량 명시)
< 3 < 3 < 3

순발열량 수령 시 MJ/kg 16.5≥ 16.5≥ 16.5≥

겉보기밀도 수령시 /㎏㎥ 600≥ 550≥ 500≥

질소(N) 건조w-% 0.5≤ 0.7≤ 0.7≤

황(S) 건조w-% 0.05≤ 0.05≤ 0.05≤

염소(Cl) 건조mg/kg 0.03≤ 0.05≤ 0.1≤

비소(As) 건조mg/kg 1≤ 1≤ 1≤

카드뮴(Cd) 건조mg/kg 1.5≤ 1.5≤ 1.5≤

크로뮴(Cr) 건조mg/kg 10≤ 10≤ 10≤

구리(Cu) 건조mg/kg 10≤ 10≤ 10≤

납(Pb) 건조mg/kg 10≤ 10≤ 10≤

수은(Hg) 건조mg/kg 0.1≤ 0.1≤ 0.1≤

니켈(Ni) 건조mg/kg 10≤ 10≤ 10≤

아연(Zn) 건조mg/kg 100≤ 100≤ 100≤

회분융점

권장사항( )
°C 명시 명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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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품질품질품질품질 시험시험시험시험

5.15.15.15.1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펠릿의 품질규격 분석은 각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에서 채ISO

택한 분석방법과 시험분석결과 표시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표 목재펠릿 품질분석 방법< 3>

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비고비고비고비고

시료채취 ISO 18135

분석용 시료 준비 ISO 14780

직경 길이, ISO 17829

함수율 ISO 18134-1

겉보기밀도 ISO 17828

내구성 ISO 17831-1

미세분 ISO 18846

회분 ISO 18122

순발열량 ISO 18125

질소 ISO 16948

펠릿입자 크기분포 ISO 17830

황 염소, ISO 16994

비소 카드뮴 크로뮴 구립 납, , , , ,

아연 수은,
ISO 16968

회분 융점 CEN/TS 15370-1 권장 표시사항

표시표시표시표시6.6.6.6.

6.16.16.16.1 목재펠릿의 규격 품질 표시방법은· 표 영문표시의 경우 표 와 같으며< 4>( < 5>) ,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 표면에 표시한다.

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6.26.26.26.2

6.2.16.2.16.2.16.2.1 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이상 가로와 세로는 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20 , 2:3 .㎝

6.2.26.2.26.2.26.2.2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

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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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규격 품질표의 기재방법< 4>

목재펠릿 규격 품질목재펠릿 규격 품질목재펠릿 규격 품질목재펠릿 규격 품질····

상 품 명 각 회사의 고유 상품명을 표시한다.

목재펠릿 용도 주거용 또는 산업용을 표기

목재펠릿 등급 용도에 맞추어 목재펠릿의 등급 표기 등(A1, A2, I1, I2 )

제 조 국 목재펠릿 제조 국가 표기

품질
표시
항목

크기 직경( ) 또는 중 선택하여 표기D06, D08, D10 D12

겉보기밀도 둘째자리까지 명기하여 이상 으로 표기“000 / ”㎏ ㎥

함수율 습량(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이하 로 표기“0.0% ”

회 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명기하여 이하 로 표기“0.0% ”

순발열량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이상 으로 표기“00.0MJ/ ”㎏

화학성분 이하로 표기S 0.00 %, Cl 0.00 %, N 0.0 %

무기물
As 0.0 / , Cd 0.0 / , Cr 00 / , Cu 00 / , Pb㎎ ㎏ ㎎ ㎏ ㎎ ㎏ ㎎ ㎏

이하로 표기00 / , Hg 0.00 / , Ni 00 / , Zn 000 /㎎ ㎏ ㎎ ㎏ ㎎ ㎏ ㎎ ㎏

기타첨가물 첨가제 종류와 양을 이하 로 표기“OOO 0.0% ”

권장
항목

회분용융
거동온도

산화조건에서 측정한 수축개시온도 변형온도(SST), (DT),
반구형변화온도 용융온도 를 로 표기(HT), (FT) ℃

무게 포장무게를 단위로 표기kg

생산자
수입자( )

주 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주소를 표시하며 에는 전화번호를 표기( )

성 명
회사명( )

대표자의 성명 회사명을 표기,

제 조 일 자 목재펠릿을 생산한 년 월을 표기,

표 규격 품질표의 영문 기재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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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부속서부속서부속서[ 12][ 12][ 12][ 12]

목재칩목재칩목재칩목재칩(wood chip)(wood chip)(wood chip)(wood chip)

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적용범위1.1.1.1.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호 제 조 제 항에 따라( 11429 ) 20 1「 」

규정된 목재제품 중 목재칩의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

어 국내에서 연료용으로 유통되는 목재칩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정의정의정의2.2.2.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2.12.12.12.1 목재칩목재칩목재칩목재칩 본 규격 기준에서 사용되는 목재칩은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서 전용,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함으로써 생산하며 제조된 생산물

의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 과 호그 로 구분한다(wood chip fuel) (hog fuel) .

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2.22.22.22.2 산림 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디스크와 드럼식 칩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일정한 형상으로 생산한 연료이며 수피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32.32.32.3 호그호그호그호그 롤러 해머 등과 같이 분쇄면이 무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정, 형의 목재칩으로 목재연료칩에

비하여 너비 길이 및 두께가 일정하, 지 않은 연료 형상이다.

2.2.2.2. 목재칩 크기목재칩 크기목재칩 크기목재칩 크기4444 생산된 목재 분쇄물의 입자 크기를 의미하며 너비 길이 및 두께로 구성, , 된다.

2.2.2.2.5555 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겉보기밀도 운송 및 저장 등에 유용한 지수로 일정 용기 내 부피 에 적재할 수 있는(1 )㎥ 목재칩

의 무게를 나타낸 값이다.

2.2.2.2.6666 함수율함수율함수율함수율 목재칩 수령 시 목재칩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습량기준 백분율이다.

회분회분회분회분2.72.72.72.7 특정한 조건하에서 목재칩의 연소 후에 남는 잔류 무기물 양의 건량기준 백분율이다.

2.2.2.2.8888 미세분미세분미세분미세분 목재칩의 제조 후 출하 시 상품에 포함된 3.15㎜ 이하인 부스러기 무게의 습량기준 백분율

이다.

과대치과대치과대치과대치2.92.92.92.9 목재칩의 크기에 따라 규정된 체를 통과하지 못한 입자 무게의 습량기준 백분율이다.

2.102.102.102.10 순발열량순발열량순발열량순발열량 일정압력에서 측정된 목재펠릿의 총발열량에서 연소가스 중의 수증기가 갖는 응축잠열

및 현열을 제외하고 산정된 발열량이다.

회분융점회분융점회분융점회분융점2.112.112.112.11 측정을 위한 회분시료의 윗부분이 용융되어 둥근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다(deformation temperature, DT) .

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규격과 품질기준3.3.3.3.

3.13.13.13.1 목재칩목재칩목재칩목재칩 사용원료사용원료사용원료사용원료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을 포함한다 다음에 제시된 가공된 목재들은 목재칩 제조.

에 이용할 수 없다.

3.1.13.1.13.1.13.1.1 방부처리 목재

3.1.23.1.23.1.23.1.2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

3.1.33.1.33.1.33.1.3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3.1.43.1.43.1.43.1.4 상기 원료들이 종 이상 혼합된 원료1

3.23.23.23.2 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원료혼합 제한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가 오염되지 않은 목재 원료와 혼합된 경

우 혼합량에 관계없이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혼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목재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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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원료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품질기준3.33.33.33.3 목재연료칩과 호그의 분류와 규격 품질기준은 다음의 표 과 표 에 따라 분류한다< 1> < 2> .

3.3.13.3.13.3.13.3.1 목재칩의 수분과 수종에 따른 겉보기밀도의 분류는 필요 시 참고표 을 참고할 수 있다< 1> .

표 목재칩의 크기 등급 분류< 1>

목재칩 크기 최소목재칩 크기 최소목재칩 크기 최소목재칩 크기 최소( 60 w-%)( 60 w-%)( 60 w-%)( 60 w-%)
미세분미세분미세분미세분(w-%)(w-%)(w-%)(w-%)

( 3.15 )( 3.15 )( 3.15 )( 3.15 )≤≤≤≤ ㎜㎜㎜㎜

과대치과대치과대치과대치(w-%)(w-%)(w-%)(w-%)

입자길이입자길이입자길이입자길이( , )( , )( , )( , )㎜㎜㎜㎜

목재칩목재칩목재칩목재칩

최대 길이최대 길이최대 길이최대 길이

과대치 입자의과대치 입자의과대치 입자의과대치 입자의

최대 단면적최대 단면적최대 단면적최대 단면적

P16S 3.15 <P 16㎜ ≤ ㎜ 15 %≤ 6 %(>31.5 )≤ ㎜ 45≤ ㎜ 2≤ ㎠

P31S 3.15 <P 31.5㎜ ≤ ㎜ 10 %≤ 6 %(>45 )≤ ㎜ 150≤ ㎜ 4≤ ㎠

P45S 3.15 <P 45㎜ ≤ ㎜ 10 %≤ 10 %(>63 )≤ ㎜ 200≤ ㎜ 6≤ ㎠

P63 3.15 <P 63㎜ ≤ ㎜ 10 %≤ 10 %(>100 )≤ ㎜ 300≤ ㎜ 6≤ ㎠

P100 3.15 <P 100㎜ ≤ ㎜ 10 %≤ 10 %(>150 )≤ ㎜ 350≤ ㎜ 6≤ ㎠

P200 3.15 <P 100㎜ ≤ ㎜ 10 %≤ 10 %(>250 )≤ ㎜ 400≤ ㎜ 6≤ ㎠

표 목재칩 분류 및 규격 품질기준< 2>

등급등급등급등급

물성물성물성물성

단위단위단위단위
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목재연료칩

호그호그호그호그
급급급급1111 급급급급2222

목재칩 크기 mm 표 에서 선택< 1>

함수율 수령 시 습식w-%, 25≤ 35≤ 35≤

회분 건조w-%, 1.5≤ 3.0≤ 5.0≤

겉보기 밀도 수령 시 /㎏ ㎥ 200≥ 150≥ 150≥

질소(N) 건조w-% 1.0≤ 1.5≤

황(S) 건조w-% 0.1≤ 0.15≤

염소(Cl) 건조w-% 0.05≤ 0.1≤

비소(As) 건조mg/kg 1≤ 2≤

카드뮴(Cd) 건조mg/kg 1.0≤ 2.0≤

크로뮴(Cr) 건조mg/kg 10≤ 20.0≤

납(Pb) 건조mg/kg 10≤ 20.0≤

수은(Hg) 건조mg/kg 0.1≤ 0.1≤

권장표시

사항

회분

융점
IDT, °C 측정결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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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목재칩의 수종 및 함수율에 따른 겉보기밀도 범위< 1>

함수율 w-% 8 18∼ 18 25∼ 25 35∼ 35 45∼

침엽수종

겉보기밀도

/㎏ ㎥ 160 180∼ 180 200∼ 200 225∼ 225 270∼

등급분류 150≥ 150≥ 200≥ 200≥

활엽수종

겉보기밀도

/㎏ ㎥ 225 250∼ 250 280∼ 280 320∼ 320 380∼

등급분류 200≥ 250≥ 250≥ 300≥

4.4.4.4. 품질품질품질품질 시험시험시험시험

4.14.14.14.1 국내에서 유통되는 연료용 목재칩과 호그의 품질규격 분석은 각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에서 채택한 분석방법과 시험분석결과 표시방법을 준용한다ISO .

표 목재칩 품질분석 방법< 3>

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분석항목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비고비고비고비고

시료채취 ISO 18135

분석용 시료 준비 ISO 14780

목재칩 크기 ISO 17827-1 표 에 따라 선정< 1>

함수율 ISO 18134-1

겉보기밀도 ISO 17828

미세분 ISO 18846

회분 ISO 18122

질소 ISO 16948

황 염소, ISO 16994

비소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 , , ISO 16968

순발열량 ISO 18125 권장 표시사항

회분 융점 CEN/TS 15370-1 권장 표시사항

표시표시표시표시5.5.5.5.

5.15.15.15.1 목재칩의 규격 품질 표시방법은 표 와 같으며 표시위치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 < 4>

장 표면에 표시한다.

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제작 및 부착기준5.25.25.25.2

5.2.15.2.15.2.15.2.1 품질규격표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는 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2:3 .

5.2.25.2.25.2.25.2.2 세로 이상으로 인식이 쉽도록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20 .㎝

5.2.35.2.35.2.35.2.3 포장상자 표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용지에 인쇄하여 부착하며 마대와 같은 것으로 포장할 때에,

는 꼬리표에 인쇄하여 부착할 수 있다.

5.2.45.2.45.2.45.2.4 부착 또는 인쇄할 수 없는 경우 품질표 부를 작성하여 부는 공급자가 보관하며 부는 최종 소비자, 2 1 , 1

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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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재칩 품질규격 표시 방법< 4>

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

제품명 잘타는 연료 칩 예시' ‘( )

종류 목재연료칩 또는 호그

등급 급 또는 급1 2

제조원료 숲가꾸기산물 활엽수‘ ’

제조국 대한민국“ ”

업체명 주 바이오연료‘( ) ’

제조월 예‘2011.01.’( )

무게(kg) 예‘3,500‘( )

품질

표시

항목

목재칩 크기 중 선택하여 표기P16S, P31S, P45S, P63, P100, P200

함수율(%) 연료의 종류 및 등급에 맞추어 표기

회분(%) 연료의 종류 및 등급에 맞추어 표기

겉보기밀도(kg/ )㎥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맞추어 표기

질소(%)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맞추어 표기

염소(%)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맞추어 표기

황(%)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등급에 맞추어 표기

무기물
As 0.0 /㎎ ㎏, Cd 0.0 / ,㎎ ㎏ Cr 0.0 / ,㎎ ㎏

Pb 0.0 / , Hg㎎ ㎏ 0.0 이하로 표기/㎎ ㎏

권장

항목

순발열량(MJ/kg) 측정수치를 으로 표기00.0 MJ/kg

회분융점( , SST)℃ 측정 수치를 로 표기0,000≥ ℃

표 목재칩 품질규격의 영문 표시 방법< 5>

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목재칩 품질 규격 표시

Product name

Type Wood chip fuel, Hog fuel

Grade 1 or 2

Raw material

Production country Republic of Korea

Company

Production date ‘2011.01.’(example)

Weight(kg) ‘3,500‘(example)

Normative

Size Shall indicate one of P16S, P31S, P45S, P63, P100, P200

Moisture content(%) Shall indicate in “ 00%”≤

Ash(%) Shall indicate in “ 0.0%”≤

Bulk density(kg/ )㎥ Shall indicate one bulk density in table 2

Nitrogen(%) Shall indicate in “ 0.0%”≤

Chlorine(%) Shall indicate in “ 0.0%”≤

Sulfur(%) Shall indicate in “ 0.0%”≤

Inorganic substances
Shall indicate less than As 0.0 /㎎ ㎏, Cd 0.0 / ,㎎ ㎏ Cr

0.0 / ,㎎ ㎏ Pb 0.0 / , Hg㎎ ㎏ 0.0 /㎎ ㎏

Informative

Net calorific value

(MJ/kg)
measured value as 00.0 MJ/kg

Ash melting temperature

( , SST)℃
Measured value as 0,000


